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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센서 세포 제작을 이용한 세포 아데노신 삼인산 방출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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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stablished a biosensor cell that can directly respond to ATP in order to measure ATP release
from a single cell in real-time with high time resolution. We made HEK293 cells overexpressing P2X purinoceptors, the
ATP-gated cation channel, with green fluorescence proteins (GFPs). Overexpression of P2X receptors was confirmed by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immunoblotting method, and fluorescence microscopy. In addition, the
overexpression of P2X receptors was functionally confirmed by measuring ATP-induced cation current in these cells using
whole-cell patch clamp technique. Application of ATP-containing external solutions produced inward currents at −70 mV
in P2X -expressing HEK293 cell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with an EC of 31.2 µM. Maximal P2X inward
current (14.2 ± 1.76 pA/pF, n = 10) was observed at about 0.8 mM ATP. ATP-dependent HEK293 cell currents were almost
completely blocked by suramin (30 µM), the P2 purinergic antagonist (0.17 ± 0.13 pA/pF, n = 10, p < 0.0001), and they
were negligible in the HEK293 cells expressing GFP only (0.28 ± 0.07 pA/pF, n = 11). The ATP-biosensor cells
successfully detected ATP release from single atrial myocyte under shear stress at millisecond intervals. This ATP detection
method may be used to directly quantify real-time ATP release, which may provide improved spatial and temporal
information on cellular ATP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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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 론(Introduction)

램프(patch clamp) 기법으로 측정함으로써 신호전달물질의 분비
양상을 측정하는 방법(“리포터 패치[reporter patch]” 또는 “sniffer
patch”)을 이용하여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과 그 양을 측

다양한 세포들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신호물질을 세포 외

이러한 연구는 신경세포들 간 통신 원

부로 유출하여 다른 세포와의 통신이나 자기 자신의 세포에 영

정하는데 활용되었다.

향을 준다. 대표적으로 길이가 긴 신경세포들은 축삭(axon)을 따

리의 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1-3)

라 전달되는 활동전위를 축삭 말단에서 화학(물질) 신호로 전환

기존 연구결과로부터 우리는 심근세포가 전단자극을 받을 때

하여 세포 외로 분비한다. 세포의 물질 분비는 국부공간에서 빠

아데노신 삼인산(ATP)를 세포 밖으로 방출(유리)하여 자기 자신

르게 이루어지고, 이 신호를 측정하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개발

의 퓨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독특한 칼슘 웨이브 및 막 전도

되어 왔다. 신경전달 물질은 시냅스후(postsynaptic) 세포의 접합

성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부분에 있는 수용체들에 결합하여 시냅스후 전압을 생성시키게

전달 반응은 심방 부정맥의 유발에 기여할 수 있다. ATP 분비

되는데, 이것은 수용체들이 채널을 포함한 단백질로써 이온을

를 루시페린-루시페라아제 분석(luciferin-luciferase assay)을 이용

투과시켜 막전압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

하여 세포 외액에서 발광도로 측정하였으나, 최대의 시간 해상

여 신호전달 물질에 선택적인 수용체 단백질을 발현시킨 세포

도는 2초에 불과하였다. 이보다 약 천 배 정도는 빠르게 진행

를 제작하여 신경말단에 위치시키고, 이 세포의 전류를 패치 클

되는 물질분비 반응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된 수치

4-6)

이 기계적 자극 신호

6)

는 실제량 보다 적고 정확한 시간적 정보를 제공하기에 부족하
다. 심근세포에서 신경세포에서 활용된 리포터 패치 방법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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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것이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방법적 정립을 목표로 하
였다. HEK293 세포를 이용하여 ATP에 직접 반응하여 전류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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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할 수 있는 P2X 수용체를 과발현하여, 이 이온채널 단백질

액, RNase 저해제, PrimeScript 역전사효소를 첨가하여 42 C에서

들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 연구를 수행하였

30분, 95 C에서 5분의 순서로 처리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다. P2X 수용체 아형을 선택적으로 발현하였는데, 그 이유는

PCR에 사용한 프라이머(primer)는 NCBI (National Center for

7

o

o

다른 P2X 수용체 아형에 비해 이 아형이 불활성화 속도가 느

Biotechnology Information)에 보고된 백서 P2X 수용체 서열을

려서 비교적 ATP-의존적 신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작된 세포는 전단자극에 의해 심방근세포에서 유리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Forward primer: 5'-GGACCAGCAGCTGCTTGG-3', Reverse primer: 5'-GGCAGAATGGCAAAGTCGG-

되는 ATP를 반영하는 전류를 발생시켰다.

3'). PCR은 cDNA (2 μg), dNTP, PrimeSTAR buffer, Prime-

7)

7

STAR HS-DNA polymerase, 프라이머들(forward, reverse)을 섞은

실험방법(Experimental Methods)

후, 98 C에서 3분 동안 변성 시킨 후, 98 C-10초, 54 C-30초,
o

o

72 C-30초 순서로 35 cycle, 72 C에서 10분 동안 연장하여 수행
o

P2X 재조합 DNA 제작 및 P2X -과발현 HEK293 세포 제작
‘pCMV6-P2X ’ (RN203697; Origene, Rockville, 메릴랜드, 미국)
7

o

7

7

o

하였다. PCR 산물은 1% agarose 젤에 전기영동을 시행하여 분
석했다.

플라스미드 DNA를 KpnI (Enzynomics, 대전, 한국)과 NotI
(Enzynomics)으로 37 C에서 3시간 정도 반응시켜 절단한 후,
o

P2X 수용체 유전자 절편(1.9 Kb)을 전기용리(electroelution) 방법
7

웨스턴 블롯(Western blotting)

8)

P2X 수용체 단백질의 과발현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세

을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혼합물을 클로로포름(chloroform)으로

포를 SDS 용해 완충용액으로 용해시킨 후, 단백질을 추출하였

추출하여 DNA 절편을 얻은 후, DNA 정제 키트(바이오니아, 대

고, 추출한 단백질은 595 nm에서 ‘Bradford’ 방법으로 정량 하였

전, 한국)를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P2X (P2X 수용체)

다. 10% SDS-PAGE 젤에 단백질(15 μg/well)을 탑재(loading)하

유전자를 KpnI과 NotI으로 절단한 발현벡터 ‘pcDNA3.1-GFP’와

여 1시간 동안 “running”한 후, 2시간 동안 니트로셀룰로스

T4 DNA 연결효소(ligase; Toyobo, 오사카, 일본)를 연결하여 재

(nitrocellulose) 막에 옮겼다. 그 후 5% 탈지유로 상온에서 한 시

조합 P2X -발현 플라스미드(plasmid)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생

간 동안 “blocking”한 후, TBST 용액으로 세척하였다. 그 후

성된 ‘pcDNA-GFP-P2X ’을 대장균 DH5α에 형질전환하였다.

P2X 수용체에 대한 1차 항체(1 : 1000)를 16시간 동안 4 C에서

‘pcDNA-GFPP2X ’으로 형질전환시킨 대장균을 엠피실린(ampi-

처리한 후 세척하였고, 다시 horse radish peroxidase가 부착된 2

7

7

7

7

7

o

7

cillin; 시그마알드리치 코리아, 서울, 한국) 100 μg/mL이 포함된

차 항체(1 : 10000)를 실온에서 한 시간 처리하였다. 세척 후 막

LB 배지에서 37 C로 15시간 정도 배양한 후, 플라스미드 DNA

에 ECL 시약을 처리하고 필름에 노출시켜 감광시켰다.

o

정제 장치(바이오니아)를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된 ‘pcDNAGFP-P2X ’는 DNA 염기서열 순서 분석(XenoTech, 켄사스 시티,
7

미국)을 통하여 서열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GenBank accession
number: NM_019256.1).

형광 측정
P2X 수용체 단백질과 함께 발현되는 녹색 형광 단백질을 형
7

광으로 측정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발현도 및 발현하는 세포

HEK293 세포는 Dulbe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들을 감별하였다. 488 nm 아르곤 레이저를 이용하여 형광물질을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 서울, 한국) 배지에 고농도 포도

여기(excitation) 시켰고, 510 nm 이상 파장의 빔을 측정하였다.

당, 10% fetal bovine serum (FBS; Invitrogen), 페니실린(penicil-

니콘 A1 공촛점 현미경을 이용하여 HEK293 세포 형광을 관찰

lin; 100 U/mL;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 스트렙토마이신

하였다.

(streptomycin; 100 μg/mL;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을 첨가
하여, 37 C, 5% 이산화탄소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지는 하
o

패치 클램프

루에 한번 교환하였다. 리포펙타민(Lipofectamin) 2000 (써모 피

모든 전류는 ‘whole-cell’ 패치 클램프 기술을 사용하여 EPC7

셔 사이언티픽 코리아)을 사용하여 ‘pcDNA-GFPP2X ’ 플라스

증폭기(HEKA, Lambrecht/Pfalz, 독일)를 통해 기록되었다. 패치

미드를 HEK293 세포에 형질주입 하였다. 모든 실험은 형질도

피펫은 유리관(Kimble Glass, Vineland, 뉴저지, 미국)으로 만들

입 48 시간 후 진행하였다.

었고, 내부 용액(137 mM CsCl, 10 mM HEPES, 1 mM MgCl ,

7

9)

2

5 mM EGTA; pH 7.2)을 채웠을 때, 2-3 MΩ의 저항이 되도록

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 RT)-중합효소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하였다. 세포들은 정상 외부용액(137 mM NaCl, 5.4 KCl, 10 mM

HEK293 세포에 TRIzol 시약(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을

주었다. 다양한 농도의 ATP는 이 세포외액에 첨가하여 제조하

HEPES, 10 mM glucose, 0.2 mM CaCl ; pH 7.4)으로 계속 흘려
2

처리하여 전체 RNA를 분리한 후, 역전사효소(PrimeScript Reverse

였다. 전류는 −70 mV 고정 전압에서 기록하였고, 전압-고정 프

Transcriptase, 다카라코리아바이오메디칼, 서울, 한국)를 사용하여

로토콜 생성과 데이터 기록은 A/D 변환기(Digidata 1322, Molec-

cDNA를 합성하였다. 간략히 요약하면, RNA, oligo-dT, dNTP를

ular Devices, Foster City, 켈리포니아, 미국)와 pClamp 소프트웨

섞은 혼합물을 65 C에서 5분 동안 처리한 후 PrimeScript 완충

어(version 10.3, Molecular Devices)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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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놓이도록 하였고, 관의 중간 부분에 솔레노이드를 장착

심방근세포 분리
수컷 백서(SD rat, 약 250 g)를 sodium pentobarbital (150 mg/

하여 패치 클램프 작동 프로그램(pClamp)으로 조절되도록 하였

kg, i.p.)로 마취한 후 심장을 적출하였다(충남대학교 동물윤리관

다. 본 연구에서는 40 cm 높이의 용액 저장고를 사용하였고, 이

리위원회 승인번호: CNU-00368). 분리한 심장의 대동맥을 랑겐

때 약 16 dyn/cm (=0.16 N/m )의 전단력이 발생된다 .

10)

2

2

12)

도르프 관류 장치의 ‘cannular’에 연결하여 고정한 후 대동맥 안
으로 0 mM [Ca ]-Tyrode 용액(in mM: 137 NaCl, 5.4 KCl, 10
2+

통계 분석

HEPES, 1 MgCl , 10 Glucose, pH 7.3)을 37 C에서 5분간 관류

실험 데이터의 수치들은 평균 ±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mean,

o

2

시켰다. 이어서 0 mM [Ca ]-Tyrode 용액에 collagenase (1.4 mg/

SEM)로 나타내었고, 통계학적인 비교는 paired 또는 unpaired “t

mL)와 protease (0.16 mg/mL)를 포함한 용액을 12분간 관류시킨

test”로 이루어졌다.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다음 마지막으로 0.2 mM [Ca ]을 포함한 Tyrode 용액을 약 7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2+

간 관류시켜 사용된 효소를 제거하였다. 심장을 랑겐도르프 관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류 장치로부터 분리한 후, 심방을 취하여 25 mm 패트리 디쉬,
0.2 mM [Ca ]-Tyrode 용액에 두고, 여러 번 절개한 후, 기계적
2+

소화로 세포를 분리하였다.

P2X 유전자의 서브복사(subcloning)
7

유전자의 과발현을 위해 Amp 유전자와 GFP 유전자를 코딩
r

하는 ‘pcDNA-GFP’ 백터를 사용했고, 이 백터의 KpnI, NotI 제

전단자극 처리 및 리포터 패치
전단자극을 단일 심근세포에 처리하기 위해 미세관(inner diameter

한효소 절단부위를 절단하여, 그 사이에 P2X 유전자를 삽입하

= 250 μm)을 통해 세포에 압력을 가진 유체를 흘려주는 장치를

는 서브복사를 시행하였다. ‘pCMV6-P2X ’ 유전자의 KpnI, NotI

사용하였다 . 이 장치는 특정 높이의 위치에 용액의 저장고들

사이트를 절단하여, P2X 수용체 유전자를 전기용리 방법으로

을 놓고, 미세관을 각 저장고에 연결하여 관을 통하여 유체가

분리하였다. 정제한 P2X 수용체 유전자 절편과 ‘pcDNA-GFP’

흘러가도록 고안했다. 특히 매우 작은 미세관 끝을 세포 바로

플라스미드를 연결하여 ‘pcDNA-GFPP2X ’ DNA를 서브복사

11)

7

7

7

7

7

Fig. 1. Restriction endonuclease analysis and sequencing of cDNA encoding P2X7. (A) Lane 1: 1 Kb DNA ladder. Lane 2: The inserted
sequence of 1788 bp of P2X7 was verified after digestion using KpnI and NotI. (B) Alignment of the cloned P2X7 DNA for rat P2X7 reference
sequence (Accession No.: NM_019256.1) in NCBI database. Comparing the 1788 bp sequence with reference sequence for P2X7 showed
complete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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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verexpression of P2X7 receptor in HEK293 cells. (A) Confocal image of GFP in P2X7-overexpressing HEK293 cell, showing bright
green fluorescence with higher signal in the peripheral region. (B) Representative agarose gel picture obtained from RT-PCR experiment. Lane 1
shows the size marker. Lanes 2~6 and lanes 7~11 represent mRNA of β-actin and P2X7, respectively. (C) Representative immunoblots showing
higher level of P2X7 receptor protein HEK293 cells transfected with pcDNA/GFP/P2X7.

하였다(Fig. 1A). 제작된 플라스미드의 총 1788 bp에 해당되는

온 이외의 분자량이 더 큰 물질들까지 투과시키게 된다.

14)

세포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알려진 P2X 수용체 유전자

내액 및 외액의 양이온을 모두 Cs 으로 치환하고, 전압을 −70

(NM_019256.1)와의 상동성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100%

mV에 고정하여, ATP에 의한 P2X 수용체 채널을 통한 Cs 의

동일함을 확인하였다(Fig. 1B).

세포내 유입을 내향 전류로 측정하였다. 이 채널은 세포 외 Ca

P2X

7

7

+

+

7

2+

에 의해 억제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7,13)

HEK293 세포에서 P2X 수용체의 과발현 및 그 검증
7

세포 외액의 Ca 농
2+

도를 낮추어(0.2 mM) 사용하였다.

재조합 ‘pcDNA-GFP-P2X ’ 플라스미드를 리포펙타민(lipofectamin)

P2X 수용체를 과발현하는 HEK293 세포에서 외부용액에 다

2000을 사용하여 HEK293 세포에 형질주입 하였고, 48시간 후

양한 농도의(0.05, 0.1, 0.5, 10, 100, 800, 1000, 2000 μM) ATP

7

7

그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다. 유전자를 형질주입한 HEK293 세

를 첨가하여 처리하였다. 관찰된 전류는 ATP 농도에 의존적으

포에서 초록 형광을 공촛점 현미경으로 확인하였을 때, 형광이

로 커졌다(Fig. 3). 800 μM에서 최대 전류가 관찰되었고, Hill 식

세포막에서 뚜렷이 관찰되었다(Fig. 2A). 전체 형질주입을 시도

으로 곡선 맞춤(fitting)을 시행하였을 때, EC 값은 약 31.2 μM

한 HEK293 세포들 중, 약 70%가 현저한 형광을 나타냈다. RT-

이었다(Fig. 3B). 비교적 낮은 농도의 ATP에서 전류의 발달은

PCR 및 웨스턴 블랏 방법을 이용하여 과발현을 검증하였을 때,

느리고 한 개의 동역학(kinetics)을 보였으며, 오래 유지되었다.

‘pcDNAGFP-P2X ’을 형질주입한 세포에서 P2X 수용체 유전

반면 고농도로 갈수록, 두 개 즉, 빠른 증가 후 감소와 그 후

자의 발현이 mRNA 수준 및 단백질 수준에서 현저히 높게 관

나타나는 지속기(plateau phase)가 관찰되었다. 이런 성질은 기존

찰되었다(Fig. 2B, 2C). 뿐만 아니라, 형질주입 시 사용한 ‘pcDNA-

의 P2X 수용체 전류의 특성과 동일하다.

7

7

GFP-P2X ’ 유전자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P2X 수용체 단백질의
7

7

50

7)

7

P2X 수용체-과발현 HEK293 세포에 고동도의 ATP (3 mM)를
7

처리했을 때 기록되는 전류는 P2 수용체를 억제하는 suramin에

발현이 증가하였다(Fig. 2C).
P2X 수용체 단백질은 세포막에 주로 존재하는 비선택성(non-

의해 거의 대부분 억제되었다(Fig. 4; suramin 처리 전, 14.2 ± 1.76

P2X 수용체-과발현 HEK293 세포

pA/pF; 처리 후, 0.17 ± 0.13 pA/pF, p < 0.0001, n = 10). GFP만을

에서 이 단백질들이 세포막에서 기능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과발현시킨 HEK293 세포에서는 대조적으로 3 mM ATP에 의해

이 단백질을 활성화 시키는 세포 외 ATP를 짧은 시간 동안(3

비교적 미미한 전류만 관찰되었다(Fig. 4A, 4C; 0.28 ± 0.07 pA/

7

selective) 양이온 채널이다.

7,13)

7

초) 처리하여 발생되는 세포막 양이온 전류를 측정하였다. 이 채

pF, n = 10, p < 0.001 vs. “GFP-P2X7”). 이 결과들은 P2X 수용

널은 ATP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채널 구멍의 크기가 커져서 이

체-과발현 벡터의 형질주입이 HEK293 세포에서 기능적인 이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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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TP-dependent cation currents in P2X7-overexpressing HEK293 cells. (A) External ATP-induced current in P2X7-overexpressing
HEK293 cells. Cells were continuously superfused with the external solution composed of (in mM) 137 NaCl, 5.4 KCl, 10 HEPES, 10 glucose,
and 0.2 CaCl2.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TP were applied briefly (for 3-s). The bars above traces indicate the duration of ATP application. (B)
Concentration-response curve for ATP-induced currents in these cells. n = 46. Data are mean ± SEM. The curve represents the best fit to the Hill
equation with the half-maximal concentration of about 31.3 M.

Fig. 4. Blockade of ATP-induced current by suramin in HEK293 cells expressing P2X7 receptors. Representative currents evoked by 3 mM
ATP (2-s application) at −70 mV in HEK293 cells expressing GFP only (A) or P2X7 receptor together with GFP (B). In HEK293 cells
expressing P2X7, ATP induced currents were removed by the P2 purinoceptor blocker, suramin (30 μM). Cells were continuously superfused
with the external solution composed of (in mM) 137 NaCl, 5.4 KCl, 10 HEPES, 10 glucose, and 0.2 CaCl2. Patch pipette was filled with the
internal solution containing (in mM) 137 CsCl, 10 HEPES, 1 MgCl2 and 5 EGTA. (B) Summary of mean magnitudes of ATP-triggered current in
HEK293 cells expressing GFP or GFP-P2X7. ***p < 0.001 vs. “GFP”. ####p < 0.0001 vs. “GFP-P2X7 (3 mM A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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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방법으로 총 13개에서 측정된 P2X 수용체 전류의 평균은
7

4.1 ± 0.85 pA/pF (n = 13)이었다. 농도를 아는 ATP 용액을 처리
하여 동일한 실험용액으로 측정된 HEK293 세포 P2X 수용체
7

전류 값에 대한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심방근세포에서 유리된
ATP 농도를 예측하였을 때, 약 8 μM로 예측되었다.
제작된 세포를 이용한 ATP 유리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존
에 흔히 사용되는 ATP 의존적인 루시페린-루시페라아제 반응을
이용한 발광(luminescence) 측정법이 제공하지 못하는 kHz 수준
의 시간적 해상도를 갖고 있으며, 다량의 세포 외액을 사용하여
관찰되는 세포외 ATP 농도와는 한 차원 다른 세포 국부 공간
의 고동도 ATP 유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결 론(Conclusion)
Fig. 5. ATP release by shear stress in rat atrial myocyte: evidence
from reporter (sniffer) patch clamp technique. Upper left: Atrial
cell image, captured under microscope, with patched HEK293 cell
next to it. Upper right: Experimental diagram showing reporter patch
clamp using HEK cell and nearby atrial myocyte. Lower: P2X7
receptor current (at −70 mV) activated by shear induced ATP release
from nearby atrial cell.

본 연구에서는 세포외 ATP 분비를 빠르게 감지하고 실시간
으로 정보를 줄 수 있는 바이오센서 기능을 발휘하는 HEK293
세포를 제작하였다. ATP에 의해 빠르게 열리는 P2X 수용체 이
7

온채널을 패치 클램프 실험이 비교적 용이하고 심근세포 보다
현저히 작은 HEK293 세포에 과발현하여 다른 세포의 ATP 분
비를 감지하도록 고안하였다. 제작된 세포는 많은 양의 P2X 수
7

용체를 고효율로 발현하였고, ATP에 농도-의존적으로 빠르게 전
채널을 형성하며 ATP에 의해 정상적으로 활성화됨을 보여준다.

류를 만들어 냈다. 이 세포를 이용하여 심방근세포에서 전단자
극에 의해 세포 외로 방출되는 ATP의 실시간 측정에 성공하였

바이오센서 세포를 이용한 심방근세포 ATP 유리의 실시간 측정

으며, 그 시간적 특징은 기존 방법과는 현저히 달랐다. 향후 이

기존연구에서 심방근세포가 전단자극 시 세포 밖으로 ATP를

바이오센서 세포는 ATP 유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시공간적 정

유리한다는 것을 루시페린-루시페라아제(luciferin-luciferase) 반응

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심

을 이용한 검증 시험에서 관찰하였다. 이 화학반응을 이용한

근세포 기능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ATP 양의 측정은 ATP에 선택적이고 비교적 실험법 접근이 용
이하여 흔히 사용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세포를 동시에
사용하여 전단자극을 처리하여야 하고, 전단자극을 가하며 세포
외액을 수거하여 반응을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측
정할 수 없다. 공촛점 현미경 하에서 제작한 HEK293 세포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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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형광이 높게 관찰되는 것을 고른 후 ‘whole-cell mode’ 패치
클램프를 시행하여, 세포가 붙어 있는 패치 피펫을 살짝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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